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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시업이 소나무임분의 수관연료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림자원자료 중 시업지 1,085 stands, 비시업지 349 stands의 표본점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Weibull 

함수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임분생장과 수관연료특성에 대해 예측하였다.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특성

을 비교해본 결과 비시업지 임분이 시업지 임분에 비해 평균 수관연료량은 약 14% 높게 나타났으며,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도 또한 약 16% 높게 나타났다. Weibull 함수를 사용하여 임령 40년, 50년, 60년의 생장 예측과 수관

연료특성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시업지 임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경목, 대경목에 최대임목본수의 증가가 예

측된 반면, 비시업지 임분은 소경목, 중경목에서 최대임목본수가 예측되었다. 비시업지 임분이 시업지 임분에 비

해 수관연료량, 수관연료밀도의 증가량이 높게 나타나 수관화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on canopy fuel 
characteristic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in South Korea. We used 1,085 managed stands data and 349 unmanaged 
stands data of the National Forest Inventory for this study, and it was estimated by using the Weibull function 
for the growth of stand and canopy fuel characteristics. Comparing the canopy fuel characteristics for the managed 
stands and unmanaged stands shows that the average canopy fuel load is about 14% higher than that of managed 
stands, and the canopy bulk density is also approximately 16% higher. The results of comparing growth projections 
for 40 years, 50 years and 60 years with the Weibull function are as follows: Over time, managed stands was 
predicted the maximum number of medium and large class diameter, while unmanaged stands was predicted 
maximum number of small and medium class diameter. From a fire fuel perspective, unmanaged stands are 
predicted to be of the type small class diameter and high density, which is a good condition for crown fire. In 
addition, Canopy fuel load, Canopy bulk density is relatively higher than managed stands, indicating that the 
possibility of high crown fire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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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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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 단순림의 

*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yj@kongju.ac.kr
ORCID
Young Jin Lee https://orcid.org/0000-0002-9319-1533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에 약 36.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최근 5년(2011∼2015년)간 침엽수림의 ha당 

임목축적 변동 추이를 보면 임목축적은 130.3 ㎥/ha에

서 172.7 ㎥/ha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KFS, 

2018).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산불관점에서는 연

료가 증가한 것으로 의미되므로 대형 산불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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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Lee, 2005).

특히, 대표 침엽수종인 소나무림이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1,562천ha로 전체 침엽수림 면적의 23.1%를 차

지하고 있는 수종이다(KFS, 2018). 소나무의 특징은 

잎과 가지에 테르펜 등의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관화로 전이 및 확산 위험성이 높은 수종이라고 알

려져 있다(Kwon et al., 2008). 실제로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조하고 빠른 

바람 외에 산불기간 중 수관층의 연료가 많이 축적된 

소나무림을 지적하고 있다(Lee et al., 2008; Lee et al., 

2012).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재가치를 향

상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에서 더 나아가 산림재해 예

방차원의 연료관리 사업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솎아베기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는 수

관화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

하며 산불연료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은 대형산불 피해방지를 위한 간벌촉진사업으로 건강

한 산림정책(Healthy forests initiative)을 추진하여 산림

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미

국 북서부 지역에서는 지상의 연소물질을 벌채 한 후 

연료를 미리 연소시켜 수관화를 예방하는 사업을 하

고 있다(Jain et al., 2012).

이러한 연료관리사업은 임내의 수직적, 수평적인 연

료를 제거하여 사다리형 연료(Ladder fuel)를 줄이고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저감시킴으로써 수관화로의 확

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Lee et al., 2008). 이와 관련

된 솎아베기 연구사례를 보면 연구 결과들의 공통점

은 솎아베기를 시행된 임분에서는 평균 흉고직경, 지

하고가 높아지는 반면 수관연료밀도는 낮아져 솎아베

기 미시행지 임분에 비해 수관화로 확산 가능성이 낮

게 보고가 되고 있다(Agee et al., 2006; Graham et al., 

1999; Harrod et al., 2009). 국내연구에서도 소나무임분

에서의 솎아베기 시행여부에 따른 연료량을 비교한 

결과, 시행지 임분이 미실행지 임분에 비해 평균 0.11 

kg/㎥ 낮게 나타나 수관화 확산 가능성이 낮게 분석된

바가 있다(Kim et al., 2011).

이처럼 솎아베기를 통해 가연연료를 인위적으로 관

리할 수 있으며 산불예측을 고려한 임분밀도 조절과 

그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산림생

장모델을 통해 현재 임분상태를 파악하고 미래 상태를 

예측하여 현재 조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

다. 특히, 산림생장모델 중 동적임분생장모델(Dynamic 

stand growth model)은 임분의 지위지수, 임령, 임분밀

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임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Seo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불에 취약한 대표 침엽

수종인 소나무 임분을 대상으로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특성을 비교하고, 임분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동적생장모델인 Weibull 직경분포모델을 이용하여 

생장예측값의 비교분석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관

연료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국 산림을 4 km × 4 km 간격

의 격자점을 기준으로 고정표본점 4,000개를 계통적으

로 배치하여 구축된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자료 중 소나무임분의 산림생장관련 

자료(2006∼2015)를 이용하였다(Figure 1). 그 중 국가

산림자원조사 자료에서 정의한 목재생산을 주목적으

로 하는 임지인 시업지 임분과 보안림, 보호법 등에 

의해 시업을 제한하는 비시업지(시업제한지) 임분을 

구분하여 소나무임분의 수관연료특성을 추정⋅예측

을 하고자 하였다(KFS, 2012). 고정표준지 내 소나무

에 대한 입목본수 비율이 75%이상인 임분의 임상만

을 추출한 시업지 임분은 총 1,085 stands이었으며, 비

시업지 임분은 349 stands으로 분석에 이용된 소나무

임분 생장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된 자료는 추출 

자료에서 이상치를 제거 후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관연료특성에 관한 분석에는 크게 수분함량(Moisture 

contents), 지하고(Crown base height), 수관연료밀도

(Crown bulk density)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수관연료

밀도는 수관체적 당 수관층 연료량을 의미하며, 수관

화로 전이되었을 경우 개체목간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쳐 수관층 연료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지표

로 분석되고 있다(Mutch et al., 1993; Kim,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중 추출

된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소나무임분의 수관연료특성

을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대수회귀식을 적용하여 수

관연료량을 추정하였으며, 임분단위 수관연료밀도 산

출에 사용되는 인자인 수관체적을 추정하기 위해 임

분의 수관길이(Canopy length)법을 이용한 임분단위 

수관체적(Canopy volume)을 구하여 수관체적 당 수관

층 연료량을 산출하였다(Cruz et al., 2003).

또한 추출된 각각의 소나무임분 자료를 이용하여 직경

분포모델을 개발해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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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ocation of study sites.

Managed stands
(n= 84,871 observations from 1,085 stands)

Unmanaged stands
(n=22,966 observations from 349 stands)

Variables Mean StdDev. Median Min. Max.  C.V. Mean StdDev. Median Min. Max. C.V.

Age (years) 37.5 8.9 36.2 10.0 91.5 4.2 38.2 11.2 35.8 20.0 89.2 3.4

DBH (cm) 19.1 5.9 18.4 6.3 41.7 3.2 16.6 5.9 15.5 8.2 47.3 2.8

Height (m) 14.3 3.3 14.0 5.4 29.4 4.4 13.5 2.9 13.2 7.3 24.5 4.7

Crown height (m)  6.2 2.3 6.0 1.1 15.1 2.7 5.5 2.0 5.3 1.6 13.3 2.7

SI 12.9 2.7 12.4 6.6 26.1 4.8 12.1 2.3 11.9 7.1 19.3 5.3

D0  9.3 4.0 8.0 6.0 33.0 2.3 7.7 3.0 6.0 6.0 27.0 2.6

D25 14.7 5.5 14.0 6.0 37.0 2.7 12.0 5.2 11.0 6.0 41.0 2.3

D50 18.5 6.3 18.0 6.0 43.0 2.9 15.9 6.3 15.0 7.0 49.5 2.5

D95 29.7 7.6 30.0 7.0 66.0 3.9 27.4 8.8 26.0 12.0 66.0 3.1

Dq 20.0 5.9 19.4 6.3 42.7 3.4 17.7 6.2 16.4 8.6 48.5 2.9

TPH 961.7 318.4 975.0 200.0 1500.0 3.0 1645.1 1027.2 1375.0 225.0 6950.0 1.6

Table 1. Summary of observed statistics for Managed and Unmanaged Pinus densiflora stands in South korea.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먼저 Chapman-Richards 수

고생장모델을 사용하여 임령 및 우세목 수고의 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기준임령

(Index age) 30년의 시업지, 비시업지 임분 내 생장하

고 있는 소나무 임분의 지위지수를 개발하였다. 직경

분포모델은 Weibull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백분위

(Percentile)에 근거한 직경추정, 백분위에 대한 모수복

구 방법을 사용하였다(Lee and Coble, 2006). 개체목별 

수고와 지하고를 추정하기 위하여 Chapman-Richards

의 수고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추정된 모수 및 추정량

은 검정통계량을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개발한 직경분포모델을 통해 추정된 임분의 직경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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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본수에 임분단위의 수관체적과 수관연료량을 적용

하여 시간의 지남에 따른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

연료특성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의 흐름도는 다음

과 같다(Figure 2).

 

1)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특성 추정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특성을 추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소나무임분의 

흉고직경 정보를 이용하였다. 수관연료량 추정은 

Kim(2015)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소나무 수관연료량 

대수회귀식(식 1)에서   = -3.141, = 2.133을 적용

하였으며,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량 추정은   = -2.380, 

= 1.637을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두 추정식은 결정

계수(R2)가 0.88∼0.96으로 모두 높은 설명력을 보였

다. 수관체적은 수관의 길이를 이용하여 ha 단위로 추

정한 식 2와 임분단위 수관연료밀도는 식 3, 연소가능

한 수관연료밀도는 식 4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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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AV= Canopy volume(㎥), CBD=Canopy bulk 

density(ton/㎥), ACBD=Available canopy bulk 

density(ton/㎥), = Crown length(m) of  th  

individual trees, = Tree expansion factor 

corrected to a per ha basis for the  th trees.

 

2) 지위지수와 개체목 수고 추정

임분단위 정보를 이용하여 직경급 별 임분재적을 추

정하기 위해서는 각 임분의 지위를 평가하고, 직경급 

별 본수 정보가 필요하다. 지위지수 추정방법에는 다

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hapman-Richards

(이하 C-R)의 수고생장모델을 이용하였다(식 5). 본 모

델은 b0가 점근값(Asymptotic value)으로서 우세목의 수

고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댓값을 나타내주며 전형적인 

생장형태를 표현하는 S자 곡선(Sigmoid curve)로 임령

에 따른 생장 및 수확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Pyo, 2009). 추정된 C-R 식을 Guide curve로 

이용하여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소나무임분의 지위지수

를 개발하였다(식 6). b1는 시간(t)축의 크기를 결정하

고, b2은 생장곡선의 모양에 관계되는 모수이다(Clutter 

et al., 1983). 지위지수의 기준임령은 3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발한 계수는 다음과 같다(Table 2).

 

    exp   (5)
 

  exp
exp


 (6)

 

 

Note: Domh= height of dominant trees, Age= stand age, 

= parameters

 

직경급 별 수고의 추정은 임분단위 재적 추정에 중

요한 변수이며 임분단위의 직경급 별 재적을 추정하

기 위하여 수고식(식 7)을 적용하여 개체목 수고식을 

개발하였다(Table 2).

 

     exp   (7)

Figure 2. Study schemes in the prediction of the canopy fuel
characteristic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by forest manageme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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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Parameter
Managed stands Unmanaged stands

Parameter 
estimate

F.I. RMSE C.V.
Parameter 
estimate

F.I. RMSE C.V.

5
(Hd)

 14.87

0.97 1.87 7.48

12.17

0.95 1.04 6.22 0.04 0.02

 1.34 0.77

7
(HT)

 20.43

0.97 2.29 8.21

19.97

0.97 2.03 7.20 0.05 0.05

 1.13 0.92

9
(Dq)

 3.97

0.76 0.15 4.98

2.52

0.66 0.18 6.24
 -10.24 -11.59

 0.65 0.68

 -0.25 -0.24

9
(D0)

 0.66

0.58 2.55 27.96

1.13

0.63 1.64 21.70 0.59 0.97

 -0.09 -0.01

9
(D25)

 -2.38

0.90 1.76 12.06

-0.43

0.82 2.07 16.92 0.92 0.78

 -0.03 -0.03

9
(D50)

 -1.86

0.96 1.32 7.15

-1.47

0.95 1.38 8.45 1.05 0.99

 -0.02 0.01

9
(D95)

 5.23

0.86 2.84 9.60

2.31

0.88 2.89 10.47 1.16 1.31

 0.04 0.05

Table 2. Parameter estimates and fit statistics of managed stands, unmanaged stands predictive equations for guide curve (Hd), and
individual tree height (HT), quadratic mean diameter (Dq), percentiles of the diameter distribution (D0, D25, D50, D95).

3) 임분단위 직경분포모델 개발

직경분포를 이용한 생장모형의 연구에서 직경급별 

본수의 추정은 가장 중요하며 Weibull 함수는 유연성

과 정도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Son et al., 2012). 

특히 다른 직경분포모델과의 비교에서 Weibull 함수

는 각각의 다른 수종에 관한 임분특성분석에서 우월

한 정확성과 적합성을 나타냈다(Abino, 2016; Coble 

and Lee, 2008; Nord-Larsen and Cao, 2006; Lumbres 

and Lee, 2014; Zhang et al., 2003). 따라서, 다양한 직

경분포모델 중 본 연구에서는 Weibull 함수(식 8)를 사

용하여, 예측된 직경급별 본수의 추정을 통해 수관연

료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exp


 (8)
 

Note: a= location parameter, b= scale parameter, 

c= shape parameter, 

x≥a>0, b>0, c>0

본 연구는 Lee and Coble(2006)이 제시한 백분위수

에 의한 모수복구방법을 사용하였다. Weibull 함수 모

수추정에 도입한 모수 복구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해

당 임분 내 직경을 최소 직경(D0), 25번째 직경 백분위

수(D25), 50번째 직경 백분위수(D50) 및 95번째 직경 백

분위수(D95)로 나열하여 특정 백분위수를 예상하는 회

귀식(식 9)을 사용하였으며, 백분위수에 의한 모수복

구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모수복구식은 다음과 같다

(식 10, 11, 12).

 

     (9)

 

Note: Dq= quadratic mean diameter(cm), 

  

 




 
 , if a<0, then a =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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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량 예측

소나무임분의 산림시업 유무에 따른 Weibull 함수을 

이용하여 직경급별 수관연료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급별 본수와 수관고의 정보가 필요하다. 경급별 본

수는 개발된 직경분포모델을 통해 추정된 모수를 구

한 후 임분밀도(ha 당 본수)를 곱하여 얻게 되며, 수관

의 길이 정보는 C-R모델을 이용한 추정된 수고식(식 

5)과 지하고식을 이용하여 수관의 길이 정보를 추정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개발된 수관연료량 추

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수관연료밀도 산출을 위해 수

관의 길이를 이용하여 ha 단위로 추정한 수관체적(식 

2)과 임분단위 수관연료밀도(식 3, 4)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특성 비교

시업지 임분과 비시업지 임분의 수관연료특성을 비

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시업지 임분의 

평균 수관길이는 6.9 m, 비시업지 임분은 8.2 m로 분

석되었다. 개발된 연료량 추정식(식 1)을 이용하여 수

관연료량(Canopy fuel load)과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량

(Avaliable canopy fuel load)을 비교해본 결과, 비시업

지 임분의 평균 수관연료량은 22.7 ton/ha로 시업지 임분 

19.9 ton/ha에 비해 약 14%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소

가능한 수관연료량 또한 비시업지 임분이 17.7 ton/ha

로 시업지 임분 15.2 ton/ha에 비해 약 16% 높게 나타

났다. 수관연료밀도를 식 3을 이용하여 비교해본 결과, 

시업지 임분은 0.4 kg/㎥로 비시업지 임분 0.7 kg/㎥에 

비해 약 43% 낮게 나타났으며,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

도를 식 4로 이용하여 비교해 본 결과 또한 시업지 임

분은 0.3 kg/㎥로 비시업지 임분 0.6 kg/㎥에 비해 약 

50% 낮게 나타났다.

지하고가 높거나 연료밀도가 낮을수록 수관화 가능

성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Mutch et al., 1993; 

Sando and Wick, 1972; Scott and Reinhardt, 2001)와 연

소가능한 연료량이 많다는 것은 산불이 수관화로 전

이되었을 경우 연소될 물질이 많다는 기존 연구결과

(Jang et al., 2011)를 보았을 때 이는 비시업지 임분이 

시업지 임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관화 발생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임분단위 직경분포모델 개발 및 생장예측비교 분석

소나무임분의 직경분포모델의 시업지, 비시업지 임

분의 Dq, D0, D25, D50, D95의 추정된 모수의 적합도 평가

는 Table 2와 같다. Fit Index(F.I.)는 0.58(D0)∼0.96(D50)

으로 나타났으며, Root Mean Square Error(RMSE)은 

0.15(Dq)∼2.89(D95), Coefficient of Variation(C.V.)은 

5.0(Dq)∼27.7(D0)로 나타났다.

소나무임분의 직경분포모델을 이용하여 시간이 지

남에 따른 시업지 임분과 비시업지 임분의 생장예측

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3).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시업지 임분의 조건을 임분밀도 

900, 지위지수 13, 임령 40을 기준으로 하여 임령 40

년, 50년, 60년의 생장예측을 한 결과, 최대임목본수에 

해당하는 경급의 이동이 우측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

었다(40년: 18 cm → 50년: 22 cm → 60년: 26 cm). 비

시업지 임분 또한 현재 조건인 임분밀도 1,600, 지위

지수 12, 임령 40을 기준으로 10년, 20년 후 생장예측

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최대임목본수에 해당하는 직

경급의 평균값이 상향 이동하였으나(40년: 14 cm → 

Forest Activity
CL
(m)

CFL
(ton/ha)

ACFL
(ton/ha)

CBD
(kg/m3)

ACBD
(kg/m3)

Managed stands 
±


±


±


±


±

Unmanaged stands 
±


±


±


±


±

Note: MinMax
Mean±StDev

, CL is canopy length(m), CFL is canopy fuel load (ton/ha),  ACFL is available canopy fuel load (ton/ha), 

CBD is canopy bulk density (kg/㎥), ACBD is available canopy bulk density (kg/㎥).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canopy fuel characteristics for Pinus densiflora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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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16 cm → 60년: 18 cm), 시업지 임분에 비해 이동

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

는 산림시업을 실시하게 되면 임목간의 경쟁이 감소하

면서 직경생장이 비시업지 임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

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Juodvalkis et al., 2005; Kim, 2012; Makinen et al., 2004).

 

3.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시나리오별 수관연료특성 예측

소나무임분의 산림시업 유무에 따른 Weibull 함수를 

사용하여 시업지 임분(임령 40년, 임분밀도 900본, 지위

지수 13), 비시업지 임분(임령 40년, 임분밀도 1,600본, 

지위지수 12)의 현재 임령을 기준으로 임령 40년, 50년, 

60년의 수관연료특성을 예측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시업지 임분의 수관연료증가량은 약 11.9 ton/ha 증가하

였으며,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증가량은 약 8.4 ton/ha을 

보였다. 이에 비해 비시업지 임분의 수관연료증가량은 

약 13.1 ton/ha이며,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증가량은 약 

9.4 ton/ha으로 예측되어 시업지 임분에 비해 수관연료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관연료밀도를 예측해본 결과 시업지 임분은 임령 

40년일 때 0.16 kg/㎥, 50년 0.19 kg/㎥, 60년 0.22 kg/㎥
으로 예측되었으며, 비시업지 임분의 수관연료밀도는 

임령 40년 0.19 kg/㎥, 50년 0.22 kg/㎥, 60년 0.28 kg/㎥
로 예측되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영주지역 소나

무림(솎아베기 실시)의 수관연료밀도는 0.19 kg/㎥, 봉

화지역(천연림) 수관연료밀도는 0.3 kg/㎥로 제시한 

바 있으며(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예측된 수관

연료밀도는 그 범위에 속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서 제시된 수관연료밀도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결과 

값으로서, 본 연구의 수관연료밀도는 전국 자료를 활

용하였기 때문에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되었다.

산불 확산 시 가연연료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위험

한 수관연료밀도인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도를 예측

해본 결과 시업지 임분은 임령 40년일 때 0.12 kg/㎥, 

50년 0.14 kg/㎥, 60년 0.17 kg/㎥으로 예측되었으며, 

비시업지 임분의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도는 임령 40

년 0.15 kg/㎥, 50년 0.17 kg/㎥, 60년 0.21 kg/㎥로 예측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업지 임분에 비해 비시업

지 임분의 연료밀도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시업지 임분 내 

Managed stands
(Tree per hectare = 900, Site Index = 13)

Unmanaged stands
(Tree per hectare = 1,600, Site Index = 12)

Variables
Age
(40)

Age
(50)

Age
(60)

Age
(40)

Age
(50)

Age
(60)

Tree per hectare 896 880 830 1,598 1,456 1,239

Height (m) 17.7 18.8 19.5 17.0 17.9 18.5

CFL (ton/ha) 19.7 25.6 31.7 22.4 27.6 35.5

ACFL (ton/ha) 15.1 19.2 23.5 17.7 21.3 27.1

CBD (kg/m3) 0.16 0.19 0.22 0.19 0.22 0.28

ACBD (kg/m3) 0.12 0.14 0.17 0.15 0.17 0.21

Table 4. Illustrations of predicted canopy fuel characteristics for a 40, 50, 60 years managed and unmanaged stands.

Figure 3. Predicted (a) managed stands mean trees per hectar and (b) unmanaged stands mean trees per hectar in each DBH class
with (a) 900 TPH and SI of 13 m, (b) 1,600 TPH and SI of 12 m at each of the following stand ages: 40 years, 50years and
60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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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되는 산불연료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즉, 산불확

산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시업

지 임분 또한 10년 후 예측한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

도는 현재 비시업지 임분의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도

와 비슷해지는 수치를 보여 향후 10년 후에는 산불재

해 예방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한편, 예측한 총 연소가능한 연료량을 우리나라 영

림계획에 의거한 경급구분 기준인(KFS, 2012) 소경목

(6∼16 cm), 중경목(18∼28 cm), 대경목(≥30 cm)으로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4). 시업지 임분

에서 차지하는 소경목의 비율은 임령 40년일때 8% 

(1.5 ton/ha), 50년 2%(0.5 ton/ha), 60년은 4%(1.2 ton/ha)

이며, 중경목의 경우 임령 40년 73%(14.3 ton/ha), 50년 

60%(15.5 ton/ha), 60년 55%(17.4 ton/ha), 대경목은 임령 

40년 20%(3.9 ton/ha), 50년은 38%(9.6 ton/ha), 60년은 

41%(13.0 ton/ha)로 시업지 임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

록 중경목, 대경목에 해당하는 연료량의 비율이 높아졌

다. 비시업지 임분 또한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본 결과, 

소경목의 비율은 임령 40년 일 때 21%(4.8 ton/ha), 50년 

6%(1.7 ton/ha), 60년 12%(4.3 ton/ha)이며, 중경목의 경우 

임령 40년 72%(16.1 ton/ha), 50년 78%(21.4 ton/ha), 60년 

71%(25.0 ton/ha), 대경목은 임령 40년 7%(1.5 ton/ha), 

50년 16%(4.5 ton/ha), 60년 17%(6.1 ton/ha)로 비시업지 

임분에서는 소경목, 중경목에서 총 연료량이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시업지 임분에서 수관화가 

관찰된 산불을 대상으로 수관화가 발생하는 3가지 유

형중 하나인 소경목⋅고밀도형의 모습(KFS, 2010)으

로 예측되어지는데, 이는 지표화가 수관화로 전이되

는 위험성이 비시업지 임분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해

석되어진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불에 취약한 대표 침엽수종인 소

나무임분을 대상으로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수관연료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산림자원조사 자료 중 산림시업지 임분과 비시업지 

임분 내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 단순림 임분을 추출하

여 수관연료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Weibull 함

수를 통해 산림시업유무에 따른 직경분포모델을 개발

을 통한 생장예측값의 비교분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관연료특성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업지 임분과 비

시업지 임분의 수관연료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비시업

지 임분이 시업지 임분에 비해 평균 수관연료량은 약 

14% 높게 나타났으며, 연소가능한 수관연료밀도 또한 

약 16% 높게 나타나 수관화로의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직경분포모델을 개발하여 현재 

임령인 40년, 50년, 60년의 생장 예측과 수관연료특성 

변화를 비교해본 결과, 시업지 임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경목, 대경목에 최대임목본수가 예측된 반면, 

비시업지 임분은 소경목, 중경목에 최대임목본수가 

예측되었다. 이를 산불 연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

시업지 임분은 수관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인 소경

목⋅고밀도형으로 예측이 되었다. 또한, 비시업지 임

분의 연소가능한 수관연료증가량은 시업지 임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관화 위험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되었으며, 비시업지 임분의 이용가능한 수

관연료밀도 역시 시업지 임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수

관화 확산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즉, 임

분밀도에 따라 연료량과 산불위험도가 다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 예측한 시업지 

Figure 4. Predicted (a) managed stands mean trees per hectar and (b) unmanaged stands mean trees per hectar in each DBH class
(small class diameter (6∼16 cm), midium class diameter (18∼28 cm), large class diameter (≥30 cm) with (a) 900 TPH and SI
of 13 m, (b) 1,600 TPH and SI of 12 m at each of the following stand ages: 40years, 50years and 60years.



韓國山林科學會誌 제107권 제4호 (2018)420 

임분의 연료량은 현재 비시업지 임분의 연료량과 비

슷해지는 수치를 보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림생장모델을 이용해 현재 임분 조건에 

따른 산불연료량을 예측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산림

시업이 경제적⋅자원조성사업 뿐만아니라 산불재해 

예방 연료관리 사업으로써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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